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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소명

: ‘자기 물음’을 위한 큰 배움터로*1 )

박 영신 ｜경희학원 고황석좌

1. 앞에:

오늘의 대학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대학 자체의 존립이 위협 받는 위

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인구 감소 추세를 들먹이며 무엇보다 살아남을 방도를

찾아야 한다며 부산하다. 허겁지겁 이리저리 쏘다니다 대학들의 연합체를 만들

어내기도 한다. 게다가 숫제 대학의 적절성에 대한 자기 의심에 빠져 벌써부터

맞춤형이라는 이름으로 실무 자격증을 만들어주는 기업체의 하청 기관이 되겠

다며 마구 떠벌리는 기괴한 일들도 벌어진다. 그렇다. 대학은 현실을 피하지 못

한다. 대학은 현실 밖에 있지 않고 현실 안에 있다. 현실 조건에 에워싸여 현실

* 이 글은 2021년 한국인문사회과학회 가을 학술대회(주제: 저물녘의 대학, 돌아봄과 내다

봄/2021년 11월 13일 늦은 13-18시/비대면)에서 발표한 것을 조금 고치고 다듬은 것이

다. 아쉽게도 마감 날이 촉박하여 지적된 바를 담아낼 수 없었지만 두 심사자의 관심어린

평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울러 글을 바로잡아준 조 윤희님에게 깊이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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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움직인다. 하지만 대학이 놓치지 말아야 할 ‘자기 참모습’까지 내팽개

치며 연명하겠다고광분한다면 이는슬픈웃음거리이다. 현실이 어찌할 수없는

조건이라고 해도 이 때문에 ‘자기 참모습’을 저버릴 수는 없다. 대학의 탈을 쓴

거짓 대학이 아니라 대학의 옷을 입은 참된 대학이라면 지켜야 할 뜻과 가야할

길을 새김질해야 한다. ‘대학의 문제’를 끊을 수 없는 운명처럼 여겨온 현상과

인식 /한국인문사회과학회가 지난 가을학술모임을 열면서 던졌던 물음처럼, 어

려움에 맞닥뜨릴수록대학은모름지기밑바탕의문제와마주하여 ‘위기’라 하는

오늘의 문제 밑뿌리로 파고들어가 살펴야 한다.

아래의 글은 이에 대한 화답이다. 작은 ‘돌아봄’이고 ‘내다봄’이다. 대학은

현실 안에 들어서 있다. 어쩌지못하는 현실의 한 부분이고 조건 지워진 현실의

한 항목이다. 그러나 대학은 현실의 차꼬에 묶인 현실의 노예가 아니다. 현실에

도전하고 이를 돌파한다. 대학다운 대학이라면 그러하고 그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의 줄기에 이어 오늘날의 대학이 지녀야 할 참 모습을 되살펴 그려

보고자 한다.

2. 대학의 일:

가을을 맞을 때면 마음에 떠오르는 대학이 있다. 비텐베르크대학이다. 이제

로부터 반천 년 전 10월 마지막 날 이 대학의 교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다. 개혁의 동지 칼슈타트와 멜란히톤이 그와 생각을 같이했다. 칼

슈타트는 개혁을 더 급진화하기 위하여 대학을 떠나 평범한 교중과 함께 개혁

운동을 일구고자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Zachman, 2007: 25; Bainton, 1995:

81-82, 198-201). 넉넉히 이해할만 한 결단이었다. 대학의 뜰 안에 갇힌 교수의

삶이 현실 세계와 동떨어졌을 뿐더러 자기 우월 의식에 빠져 일상인들과의 동

료 의식을 놓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그의 급진성이 지나치다

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가 걷고자 한 삶의 길을 낮춰볼 수는 없다. 대학과 일상

인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부실하여 소통의 장벽을 절감할 수밖에 없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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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니 더욱 그러하다. 종교개혁의 운동은 대학 안팎으로 널리 번져야 했고 그

렇게 펼쳐져야 했다.

하지만 대학에 남은 멜란히톤의 개혁 지향성이 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

다. 분명 대학의 사람들이 쓸데없는 우월감에 차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일상인을 낮춰보는 무익한 허영심을 떨쳐내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혁 운동을 위해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대학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

정할 것은 아니었다. 그는 거짓된 믿음에 맞서 바른 믿음을 되찾아 이를 밝혀

짜임새 있게 알려야 한다는 루터의 ‘비판 학문’을 귀히 여겼다. 그리고 그와 함

께 이 학문의 길을 걷고자 했다. 로마가톨릭교회가 저질러온 온갖 부패의 행태

를 명쾌히 분석하고 그렇게 된 원인을 밝히고 교회 체제의 정체를 꿰뚫어 캐어

보며 개혁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충실한 학인의 몫을 떠안았다. 이를 위한 지

식을 넓고 깊게 파헤칠 수 있는 공간으로 대학보다 더 적절한 곳은 없었다. 학

생들은 이들 대학의 사람들이 갈고 닦아온 지식을 직접 마주하여 배우기 위해

사방에서 찾아왔다. 이 지식의 빛으로 자신의 생각과 삶, 자기의 됨됨이를 비

추어 새기며 자기를 심화하고 확장하였다.

대학이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비텐베르크대학도 교회

와 국가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임무를 지고 있었다. 이 두 기둥이 계속 버티

어 설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을 길러 내보내야 했다. 그러

나 대학은 이러한 데서 멈춰 있지 않았다. 현실의 ‘요구 충족’ 그 수준을 넘어

삶의 문제를 파헤치고자 했다. 교회가 엄연히 지켜야 할 교리가 있고 신앙 전통

이 있음에도 이 모두를 방기한 채 면죄부를 팔아 치부하는 행위가 버젓이 벌어

지고 있는 거짓된 현실의삶에눈감을 수없었다. 교회의 타락을 규탄하는 자들

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이들의 입을 막아 발설하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정죄했던

잔혹한 지난 역사의 어두움도 새롭게 새겼다. 개혁가들은 중세 말부터 만연하기

시작한 교회와 성직자의 부패를 보고만 있지 않고 이전의 순수성을 되찾고자

믿음의 본바탕이 되는 성경으로 돌아갔다. 연구에 연구를 더하였다. 성경의 빛

으로 당대의 교회가 자행해온 갖가지 문제를 비춰보았다. 온갖 치부가 가감 없

이 드러났다. 신앙의 원리가 교권세력의유지를위하여무참히왜곡되어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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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에 이르렀다. 성경 해석을 비롯한 모든 영역을 통제해온 교회의 독점 권력

을 질문하고 그 ‘권위’에 도전했다. 고해성사니 면죄부니 미사 따위는 곧이곧대

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미신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공격했다(Cameron,

1991: II; 박 영신, 2017). 면죄부를 팔아 벌어들이는 돈이 자기 대학의 수입원

이기도 했던 만큼 면죄부 비판이 대학에 손해를 끼칠 것이 뻔히 보였음에도 루

터는 이런 일로 주춤거리지 않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 투쟁은 이탈리아

로마 중심의 교권 세력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르만 민족주의의 반감이나 정

서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루터 연구가 배인톤이 말한 것처럼(Bainton, 1995:

55-56), 루터는 교중 모두 자기 영혼을 위하여 멈추지 않고 끝없이 싸워야 하

고, “영혼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루

터는 이 일을 위해 자신이 개혁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믿고 이를 자신이 감

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여겼다. 그와 동료 개혁가들은 로마가톨릭교회의 고해성

사와 성인 숭배, 연옥설과 면죄부가 근거 없는 교리라고 신랄히 비판하면서 교

회 개혁의 정당성을 체계 있고 정교하게 논리화했다.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학문에 부름 받았다고 믿고 대학

안에서 연구에 헌신하는 대학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성경이 일러주

는 본래의 가르침과 로마가톨릭교회가 만들어낸 가르침 사이에는 건성으로 보

고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모순과 불일치가 있다는 점을 간파한 이상, 개혁을

지향한 대학인들은이를 드러내어증언해야했다. 이들은 거짓된 교회를 뜯어고

쳐 참 교회를 되찾아 바로 세워야 한다는뜻을내걸었다. 대학은 부패하고 타락

한 거대한 교회의 기득권 체제에 도전하고 비판하는 지성 공동체의 소임을 수

행했다(Ozment, 1980: 204-222). 뻔뻔스레 가르쳐온 교회의 가짜 교리와 거드

름 부리며 횡포를 부려온교회의 위선을 드러내 보여주는 한편, 되찾아야 할참

교회의 모습을 그리며 교회 개혁 운동의 당위성을 논리화하였다. 대학의 사람

루터는 대학 안팎을 향하여 이 개혁의 일에 동참하자고 호소했다(루터, 1993).

그렇게 대학은 진리의 파수꾼이었다.

도이치란트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비텐베르크는 변방의 작은 도시였다.

종교개혁 당시 거주민은 2,500명인데 학생은 1,500명~2,000명 수준이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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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걸맞은 대학 도시였다. 이 도시에 세워진 신생 비텐베르크대학이 종교

개혁 운동의 근거지였다.1) 변방의 대학이 전방의 대학이 되었다. 루터는 이 대

학에서 만난 동료들과 함께 개혁을 위한 학문을 길 잡아 주었다. 이 개혁 운동

의 학문 지향성은 유럽인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넉넉한 대학 정신이기도 했다.

학문 정신이 빈약하고 초라하여 학문보다는 비학문 요인에 따라 학생들이 줄

지어 움직이는 나라에서는 좀처럼 그려볼 수 없겠지만, 앞에 적었듯이 유럽 곳

곳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비텐베르크대학의 학문 정신에 이끌려 구석진 이 도

시로 모여들었다(George, 2011: 172-173). 덴마크를 비롯하여 스웨덴과 노르

웨이에서도 학생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여기서 공부한 다음 자기 나라로 돌아

가 개혁 운동에 불을 지피고 선봉에 나섰다(Lande, 2007: 130-132). 임 철규

교수가 상기시켜 다시금 보게 되었지만, 셰익스피어도 이러한 학문 흐름을 놓

치지 않고 극작에 활용하였다. 덴마크 왕자 햄릿은 친구 호레이쇼와 함께 비텐

베르크대학에서 공부한 유학생이었다. 이는 기발한 장치였다. 햄릿이 잔악하고

비열한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복수하고 말겠다는 결심과 기획을 늦추게 된 원

인을, 인간 행위의 최종 잣대는 더 이상 교황이나 신부에게 있지 않고 개인의

‘양심’에 있다고 본 루터의 가르침에 잇대어 풀이해 볼 수 있다는 흥미로운 해

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임 철규, 2016: 특히 442-455). 말하자면 햄릿이 비

텐베르크대학의 학문을 만나면서 모든 일에 성직자의 지도와 해답을 구했던

기존의 의식과 관행과는 달리 자신의 복수 계획으로 번민하고 자기 혼돈의 상

태에 빠져 흔들리고 망설이게 되었다는 풀이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루터는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던 성직자나 교회의 감독과 지시와 가르침과는 구

별되는 ‘양심’의 영역, 곧 ‘하나님에게 책무성’을 지는 행동 윤리를 강조하였다

(Bertram, 2005: 208-209).

1) 이 흥미로운 자료는 벤딕스가 ‘프로테스탄트 윤리’ 논지를 논하기 위하여 끌어 쓴 문헌

(Herbert Schoeffler, Wirkungen der Reformation, 1960)에서 다시 따온 것이다(Bendix,

1971: 203). 여기서 논할 수는 없으나 이 문헌에는 유럽 대륙과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의 차이를 종교 지도력과 국가 권력에 이어 비교-분석하는 독특한 분석의

시각도 들어 있다. ‘베버 논지’를 둘러싼 또 다른 해석 관심을 자아낸다(윗글: 2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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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종교개혁 운동은 교회의 권력 체제에 대한 비판에 한정되지 않았다.

교회의 가르침과 의례가 일상인의 삶과 뗄 수 없게 스며들고 서로 겹쳐져 갈라

놓을 수 없던 시대라서, 이 운동은 다만 교리와 성직 계급에 충격을 주었을 뿐

만 아니라 왕족과 귀족 그리고 인민 일반의 삶과 의식에도 교란과 동요를 불러

일으켰다. 사방으로 번져나간 이 개혁 운동의 불길에 휩싸여모두가 견딜 수없

는 충격과 타격을 받고 휘청거렸다. 마침내 온 유럽 땅에 새로운 삶의 지향성이

나타나 삶의 모든 영역을 질문하고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해롤드 버만의 역작이

논증하고 있듯이(Berman, 2006; 버만, 2016), 루터와 멜란히톤의 개혁 사상은

경제와 정치뿐만이 아니라 법률 체계에도 심원한 변화를 가져왔다. 프로테스탄

트 개혁운동은 이 점에서 ‘위대한 혁명’이었다. 이 광범위한 개혁 운동의 출발

점에 비텐베르크대학이 있었다. 대학이 대 변혁 운동의 길잡이이자 지팡이였다.

3. 대학의 뜻:

교육은 ‘사회화’의 몫을 맡는다. 이 생각은 사회학의 창건자 반열에 올라서

있지만 사회학을 가르치기에 앞서 교육학을 가르쳤던 뒤르케임으로 거슬러 올

라간다. 사회화는 집안에서 시작되어 학교로 이어진다. 사회화는 교육이 떠맡아

야 할임무이다(Durkheim, 1956: 71-81). 교육은 사회의 요구에 맞추고 따라야

한다. ‘기계처럼’ 엮인 결속 관계 밑에서는 그러한 결속 관계의 ‘집합 가치 의

식’을 심어주어야 하고, ‘유기체처럼’ 엮인 결속 관계 밑에서는 그러한 결속 관

계의 ‘집합 가치 의식’을 넣어주어야 한다.2) 인간은 교육을 통하여 좁은 자기의

2) 내가 뒤르케임이 쓴 프랑스 말 ‘conscience collective’를 ‘집합적 가치 의식’이라고 옮겨

놓은 것이 1978년이었으니, 오래 된 일이다(박 영신, 1978). 그의 사회학에 대한 우리나

라 학계의 비좁은 생각을 바로잡으려는 뜻으로 뒤르케임의 학문 진수는 ‘도덕성’에 있다

는 점을알려주고자하여강의에열을올리며쓴글에서였다. 그때우리나라에서는이 말

을주로집단/집합 ‘의식’으로옮겨놓고있어서이속에담긴 ‘양심’이라는뜻이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되새겨, 사회 과학의 생각에 어울리게 ‘가치 의식’이라고 표현코자 하였다.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좀 더 자세히 적어둔 윗글(230, 그리고 232의 달음 9)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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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벗어나 더 큰 사회의 틀에 대한 감수성을 익혀 개인이란 사회에 속한 부

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아야 한다는 점을 깨닫는다. 뒤르케임이 사회 체제의 유지에 관심을 쏟은 ‘보수

주의’의 연구 노선을 걸었다고 평가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는 통념일 뿐이다. 뒤르케임의 학문 관심은 사회 체제의 지지와

옹호에 매여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우선 그가 이해하는 ‘사회’의 뜻을 다시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라는 낱말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정

의내릴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실로 심오한 뜻을 지닌다. 일찍이 뒤르

케임 해석의 새 차원을 연 벨라에게서 배운 바이다(Bellah, 1973: ix; 박 영신,

2008). 뒤르케임이 말하는 ‘사회’는 집단 자체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집단이라

면 당연히 추구하고지향해야 할 이상 자체를 뜻한다. 궁극의 뜻에서 사회란자

체의 존재 이유가 되는 ‘도덕 이상’을이른다. 여기서알 수 있듯이, 뒤르케임은

눈에 보이는 현존하는 사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며 그리는 데

서 머물지 않는다. 바꿔 말해, 현존하는 체제의 절대화와 우상화의 유혹과 요구

에 굴복하지 않고 이를 물리친다. 사회가 표상해야 할 ‘이상’에 잇대어 사회를

이해코자 한다. 이 이상에서 벗어나면 이를 바로잡아 ‘순화’하기 위하여 현존

사회를 타파하고 폐기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아간다. 바로 이 점을 마음에

새겨 벨라는 뒤르케임이 말하는 ‘사회’란 ‘경험 과학’에서 통용되는 뜻보다는

‘고전 신학’에서 말하는 뜻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한다. 사회 구성원이 자기의

좁은 골방에서 벗어나 더욱 넓은 삶의 세계를 보고 그러한 세계를 위해 헌신해

야 한다는 뒤르케임의 생각을 받아들이게되면, 그는 섣부르게 보수주의의사회

관을 가졌다고 보는 틀에 박힌 생각과는 달리 사회의 혁파를 염두에 둔 ‘변혁

주의’ 사회관을 가진 사회학자였다고 해야 옳다.

이 생각을 따르면 사회의 ‘도덕 이상’을 빼두고 사회를 논할 수는 없다. 도

덕 이상은 곧 사회의 존재 이유이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사회에는 엇갈리는갈

등이 있기 마련이다. 교육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도 갈등을 빚고 대립한다

(Durkheim, 1977). 개인들 사이에, 집단들 사이에 갈등은 멈추지 않고 일어난

다. 이 갈등은 도덕 이상에 의해 조정되고 처리된다. 도덕 이상을 표명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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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쳐 통합을 이룬다. 이들 구성

원은 분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한다. 도덕 이상과 거기에서 나오는

도덕 기준에 의하여 행위가 통제되고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뒤르케

임을 다만 좁은 뜻에서 기능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를 기능론자거나 갈등

론자라고 갈라보는 것은 어설프다(Saha, 2001: 29). 이 낱말을 굳이 쓰고자 한

다면 그는 이 모두이다. 하지만 그토록 그가 중시하는 ‘도덕 이상’과 현실의 간

극을 지울 수 없는 역사 현실이라고 보면 그는 사회를 갈등과 투쟁으로 이해한

사회학자라고 보는 해석이 더 타당하다.3) 실제로 그는 결단할 때가 오면 서슴

없이 도덕 이상을 저버리는 다수와 맞서 쟁투하며 갈등했다. 이는 그가 생각한

피할 수 없는 지성인의 책임이었다. 드레퓌스 사건으로 나라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을 때 그는 지켜야 할 도덕 이상을 위하여 이 불화의 도가니 속으로 들

어가 싸웠다(뒤르케임, 1979/1980; 박 영신, 윗글). 드레퓌스 사건으로 나라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을 때 그는 지켜야 할 도덕 이상을 위하여 이 불화의 도

가니 속으로 들어가 싸웠다(뒤르케임, 1979/1980; 박 영신, 윗글).

현실을 뚫고 그너머로뻗쳐올라야 할 도덕이상을 내세운 뒤르케임의 생각

은 뜻밖에도 또 다른 사회학의 창건자 막스 베버의 생각과 어우러진다. 그들을

둘러싼 문화 전통과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세운 사회학의 방법론도

달랐지만현실을 인식하는마음가짐에서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 베버는 역사변

동의 긴 길을 걸어오면서 삶이 체제의 일부가 되어 그 틀 안에 갇혀 삶의 자유

가 제약 당하게 된 현실의 모순 상황을 문제시한다. 현실 체제에 들붙어 그 부

속품으로 나날을 살아가는 삶이란 온전한 삶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진 조각난

물건처럼 생기를 잃기 때문이다. 그는 이 황량한 상황을 ‘쇠우리’라는 섬뜩한

낱말로 그리고자 한다(Weber, 1958: 181). 이 개념의 위력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서양 문명권의 역사 변동 과정을 눈여겨보며 다다르게 된

분석의 결과이기에 다른 역사 경험을 한 사회에서도 꼭 같이 적용될 수 있을지

3) 이 문제가 흥미롭기는 하지만 이 글의 테두리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이 주제와 이어지

는 몇 편의 글을 발표한 바 있기에(보기, 박 영신, 1978, 1986/1987, 1987/1992, 2008)

여기에서 더 논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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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확답할 수 없다. 겉으로는 서양의 도시와 동양의 도시가 다를 바 없이 보

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도시를 움직이는 작동 원리를 찾아보면 반드시 같다

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양은 친족의 사슬에서 벗어난 다음에 세워진 합리스

런 도시 형태라면 우리나라는 친족의 사슬 위에 합리스럽게 보이는 외장을 덧

씌운 도시 형태이다. 나는 이 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대(竹)우리’라는 개념으로

우리 특유의 짜임새를 그려보고, 이것이 ‘쇠우리’와 포개져 우리 식으로 삶이

이지러지고 졸아든다고 풀이한 바 있다(박 영신, 2014).

어쨌거나 이 ‘(쇠/대)우리’는 현실이라는 막강한 현실 체제의 힘 앞에 꿇어

엎드려 체제에 맞춰 사는 부자유한 삶을 보여주며, 이러한 현실의 조건 너머

다른 가능성에 대하여 문을 닫고 사는 비좁은 삶의 상황을 가리킨다. 모두가

현실 안에서 득세하기 위하여 같은 목표물을 향하여 뜀박질하는 획일화된 삶을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운명이라고 여긴다. 자신의 삶을 그 요구에 짜 맞춘다.

그렇게 현실 체제의 종복으로 산다. 이러한 삶의 동기는 핏줄로 엮인 가족에서

나오고 기껏 자기 나라에 대한 충성심에서 빚어지며, 자기 이익과 득세에 맞닿

아 있다. 이 분석 개념은 우리나라 대학 현실과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에도 유

용하다(박 영신, 1993/1995). 이러한 삶이 온전하고 최선이라 할 수 있는가?

베버는 서양 문명권에 관심을 쏟아 탐구한 학문의 길목에서 굳혀진 체제 순응

을 넘어 ‘체제 거부’의 삶을 내다보고 이러한 삶의 지향성에 희망을 걸었다. 그

는 현세 순응의 자기중심성을 돌파하여 ‘현세 부정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형

제애’와 ‘이웃됨’을 그리었다.4) 오늘날 축소하다 못해 아예 제거해버린 ‘사랑’

에 대한 그리움이고 바람이었다.

이두 사회학의창건자는 현실을 두둔하며 거기에 달라붙지 않고 이를 뚫고

나아가 더욱 높은 도덕이상을지향하였다. 그리하여 현실을 거부하고 초월하는

삶의 지향성을 일깨우고자 했다. 이는 현실 안에 들어서 있으나 현실에 얽매여

있어서는안 된다는현실초월의 도덕 이상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 생각을 대학

에 이어보면, 대학은 다만 현존 체제를 두둔하여 유지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

4) 벨라(Bellah, 2006)가 베버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다고 평가한 “중간 고찰”

(“Zwischenbetrachtung”)(Weber, 1915/1958)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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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것이 표상해야 할 도덕 이상을 지향하고 있어야 한다. 루터의 비텐베

르크대학이 그러했듯이, 대학은 모든 것 위에 자리하는 진리에 대한 도덕 의무

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헤살을 놓는 현존 체제를 분쇄하고 기꺼이 ‘행동’하는

학문 공동체로 서 있을 때 그 이름에 값한다.

4. 대학의 길:

오늘날의 대학은 지난날의 대학과 다르다. 오백년 전의 유럽 어느 대학과

21세기의 대학이 같을 수 없다.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산

업 혁명의 과정을 밟으면서 경제 영역의 확장과 세력화를 불러왔고 시민 혁명

의 영향을 받아 시민 참여 영역의 확장과세력화도 불러왔다. 사회 분화의 개념

으로 풀어보면 시장 영역과 시민 영역이 분화하여 제가끔 자율성과 함께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뒤이어 지식 영역의 확장과 세력화를 불러온 ‘교

육’ 혁명도 일어났다(Parsons, 1971: 5-6장; 2007: 127-131).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모두에게 열리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받은 자들의 상

승 이동이 가능해져 사회 계층 구조에 커다란 변화도 불러일으켰다. 자본 계급,

시민 계급, 지식 계급의 오름세가 이를 말한다.5) 대학은 전문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 기능과 전문 지식을 생산하는 연구 기능을 전담하면서 지식의 ‘전문화’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전문’ 영역의 연구자들은 이전에 볼 수 없던 놀라운 성과

도 내었다. 과학 발달의 증표이자 그 결과였다.

하지만 ‘전문화’라는 외골수의 길에는 치러야 할 값이 있었다(박 영신,

1992: 451-460). 전문화가 빠져든 관심의 축소 관행은 사물에 대한 생각을 축

소시켰다. 조심스레 더 곰곰 생각하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두루 넓게 살피야

피야 할 ‘아직도’ 미진한 탐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이익 창출의

황금을 캘 수 있는 개척과 개발 대상으로 삼아 함부로 대하였다. 탐욕이 또 다

5) 이와 이어, ‘지식’을 자본으로 득세하게 된 ‘새계급’ 문제를 논한 굴드너(1983)와, 이를

여성 운동을 비롯한 여러 관심 영역으로 확대코자 한 박 영신(1987: 4-5장)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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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탐욕을 낳아 끝없는 ‘탐욕의 증폭’ 현상을 만들어 내었다. 이에서 비롯된 인

간의 과오는 중첩되어 나타났다.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평에시달리는인간의아

픔에 눈길을 보냈던 사회 비평가들이 평등과 공평을 위한 투쟁의 대열에 합류

하자고 깃발을 들고 나왔다. 적어도 19세기 이후 사회의 불의에 덤벼든 투쟁의

역사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강렬하였다. 그러나불의는인간이겪는 아픔에

한정되지않았다. 인간들 사이에서벌어지는삶의 테두리를넘어서서온 인류가

마주하게 된 생명체의 생존과 멸종 위험으로 몰아갔다. 평등과 공평의 가치를

깎아내리자는 뜻이 아니다. 그 너머 더욱 넓고 큰 문제에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화의 ‘칸막이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문영역 ‘사이’에 다리를 놓고소

통하자는 학제간 연구 또는 그 모두를 ‘넘어서는’ 초학문간의 연구로 나아가자

는 시도가 뒤따랐다. 이는 나의 표현으로 학문의 “자폐증”에 대한 교정이자 이

에 대한 오랜 무감함의 반성이었다(윗글: 20, 451-466). 하지만 이 관심은 더

큰 과제와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새로운 각성을 낳았다. 다른 말로 하면,

현실에 대한 인식의 ‘공시성’에서 머물지 않고 ‘통시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미치었다. 과학과 기술이 이룩한 현대 문명의 편리함을 구가하는 동안

놓쳐버린 다른 삶의 가치에 대한 갈급함의 표현이었다. 이 문명을 낳은 ‘오늘의

서양’ 그 바깥도 살펴보고 ‘지난날의 서양’도 되돌아보려는 자기 성찰의 기운이

돋아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조상들의 ‘지혜’로 엮인 ‘굴대 문명’에 대한 새삼스

런 관심으로 나타나기도 했다(Bellah/Joas, 2012). 이 거대한 문명사에 대한 비

교 분석을 시도하였고, 자기 성찰의 계기도 만들었다. 할 걸음 더 나아갔다. 인

식의 관심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한정짓지 않고 자연과 생태계에 이어

살펴봐야 한다는 더욱 넓은 논의로 뻗치었다.

대학의 연구는 이러한 큰 그림 속에 담겨 있어야 한다. 거역할 수 없는 전

문화의 과정에서 연구 주제가 작은 조각으로 절단될수록 인간의 생존이 위협

받고 생명체 모두가 멸종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긴박한 상황에 대한 넓은 관

심으로 뻗어나가야 한다. 또한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

의 의미 틀에 이어 체질하며 새겨볼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제는 어느 전공 분야



36 현상과인식 2022 ▸ 봄

에 맡길 것이 아니다. 모든 전공이 서로를비추며 각각의 전공을 되비춰주는거

울이어야 한다. 만일 대학이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갈망하지 못한다

면 전문화로 치닫는 과학-기술의 연구가 대학 안에서 이뤄져야 할 이유는 없어

진다. 이익을 더 내기 위해 무섭게 경쟁하며 거기서 얻어낸 이익으로 위력을더

해가는 재벌 산업체의 공장 옆에자리하여 서로주고받는 과학기술대학으로, 산

업체의 담장 안으로 들어가 공장에 딸려 붙은 사내 대학으로 기능하는 것이 오

히려 더 자연스럽고, 흔히 하는 말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

문 연구 영역이 대학 안에 있는 까닭과 보람은, 자기의 전공 분야가 비좁아지고

있음을 소스라쳐 자각하며이웃한학문과만나는 일이고, 고립된 섬처럼 떨어져

나온 자기 영역이 다른 영역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그리하여

왜 같은 하늘 밑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는지 겸허히 서로 ‘자기 이야기’를 들려

주고 함께 생각을 나누며 잇대어보는 일이다.

이 일은 대학에 대한 그릇된 고정 관념을 부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 대

학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얻기위하여, ‘출세’하기6)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굳

건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는학생들이 이 믿음에 물음을 던지고 의심해볼수

있는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믿음은 갑자기 태어난

자생물이 아니다. ‘사회화’ 과정을 밟으면서 싹이 트고 자라 확고부동한 믿음이

되었다. 이 믿음에 대하여 질문해본 적도 없고 의심할 수 있는 겨를도 가진 바

없다. 자기 나이또래 사이에서 어떤 의심도 없이 줄지어 등교하고 하교하고, 곧

바로 학원으로 가서 진학 준비에 모든 것을 바쳤으니, 모든 것 ‘너머’를 상상하

고 꿈꿀 수 있는 가장 싱그러운 시기가 상급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교육’

의 쇳덩이에 압살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멈출줄 모르는사

나운 공부의 경쟁은 고스란히 대학으로 이어진다.7)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 그

6) 우리나라 교육의 ‘위기’를 논하면서 헌법에 적혀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국가 차원이

든 개인 차원이든 “대학 입시 중심 교육, 출세 중심 교육” 이외에는 뚜렷한 교육의 목표

가 없다는 논지는(최 대권, 2001: 13) 여전히 유효하다.

7) 이와 같은 어둡고 슬픈 교육 현실에 대한 기록은 수없이 많지만 대학을 떠난 어느 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우리의 교육 문제로 보고 비감한 감정을 어찌할 수 없어 글로 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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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는 삶에 대한 깊은 물음이란 한 번도 던져본 바 없는 마른 뼛조각일 따름

이다. 어떤 물음 같은 것을 던져보고 싶은 충동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입시와 경

쟁이라는 두렵고 무서운 중압감에 곧바로 이를 짓밟아 제거하는 자기 학대의

잔인성을태연스럽게저지른다. 이러한 삶의길 걸음을 거치면서 자기 가능성을

억압해온 ‘뒤틀린’ 존재로 산다. 물론 이 뒤틀림은 정신 질환의 범주에 들지 않

고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발급 받는다. 하지만 대학은 대학이어야 한다. 이들

의 응석을 받아주며 마냥 감싸주는 곳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 차라리 이 정상

인(?)들이 혼란을 맛보는 곳이어야 한다. 자유는 ‘혼란 체험’의 텃밭에서 영근

다. 이러한 뜻에서 대학은 스스로 다져온 자기 확신의 틀이 깨지고, 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낯선 세계에 눈뜨는 ‘해방’의 배움터이다.

‘소명’이라는 낱말은 넓게 쓰여 왔고 넓게 쓸 수도 있다. 하지만 베버의 논

지에 따르면, 이 낱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안에서 구현하는 일 자체를 도

덕 차원에서 정당화한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에 뿌리내리고 있다. 그는 이전의

가톨릭교회의 교리와 달리 각각 현실 안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삶을 ‘도덕

행위’로 보고 이를 값있게 여기는 윤리 지향성을 강조했다(Weber, 1958:

79-80).8) 이 생각은 칼뱅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현실 안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다는 더욱 강대한 뜻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명령을현실 안에서 실행하기 위하여 현실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순응지향성에서 벗어나 현실과 대결하는 ‘현실 부정’의행동지

향성으로나아갈수록 ‘소명’ 의식은 더욱 강렬해진다(윗글: 88 아래). 이 낱말의

뜻이 세속화되었다고 해도 거기에 담긴 도덕 행위의 의미 전통을 새긴다면 ‘소

명’의 뜻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이는 적어도 사사로운 요구의 수준을 넘어서

낸 박 정신(2013: 15-29)이 우선 떠오른다. “죽고 죽이는 ‘정글’로 내모는” ‘체제 교육’

의 정경을 자신의 역사관 곧, ‘탐욕의 역사’에 이어 적은 다음, 그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생명체다. 서로 도우며 서로 모여 말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교육’을 제창한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의 대학은 삶을

키우는 ‘삶의 대학’이 아니라 삶을 질식시키는 ‘죽음의 대학’이다.

8) 소명(Beruf, calling) 개념의 역사는 흥미로운 만큼 매우 복잡하다. 베버는 이에 대하여

그다운 해박한 지식을 담아 ‘달음’에서 자세하게 논하고 있다(윗글, 204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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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전문직’이라는 본래의 뜻 속에 들어있는 “공

공의 책임”(Bellah, 1985: 300)을 역설한다. 대학의 경우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현실이라는 당장의 얕은 요구에 맞춰 이를 충족시키는 일로부터 현실 넘

어 앞날을 위한 깊은 요구에 응답하여 이를 돌파하는, 실로 폭넓은 의무를 대학

이 떠맡는다. 하지만 대학의 도덕 이상은 깊은 데를 향한다. 좁다란 삶의 세계

에서 벗어나 더욱 넓은 삶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깨우친다. 그러할 때 대

학의 소명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뜻에서 대학은 큰 배움터이다.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

학에 들어오는 젊은이들을성의를다해 도와주어야한다. 하지만 대학은 그들이

들고 들어오는 판에 박힌 ‘삶의 계획’에 들붙어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 그것과

는 상관없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눈뜨도록 큰 배움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학은 그들을 보살피되 그들의 ‘계획’에 잡아매어 질질 끌려가는 수레가 아니

다. 적어도 품위를 갖춘 대학이라면 그렇다. 무릇 가르치는 ‘선생’은 떠받들어

지켜야 할 도덕 이상을 표상하고 중재하며 이를 풀이해주는 자기 사명에 투철

하고, 이 실행 과정을 통하여 권위도 행사한다(Durkheim, 1973: 155). 되풀이

하거니와, 배움터란 ‘자기를 넘어’ 큰 삶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곳이고,

배움터의 소명은 현실의 요구에 맞춰 움직이는 순응 지향성에 매이지 않고 이

를 넘어서는 돌파 지향성을 이른다. 대학의 소명은 이 삶의 문제를 두고 배우며

대화하는 ‘도덕 공동체 됨’에 놓여 있다.

5. 대학의 뜰:

위에 적었듯이 대학을 찾는 젊은이들의 세계는 비좁다. 가장 왕성한 상상력

과 독창성을 키울 수 있는 시절에 의심하거나 질문해서는 안 될 ‘정답’을 받아

머릿속에 채워 넣어야 하는 ‘정답 사회’의 산물인 탓이다. 이들은 정당한 대화

도 토론도 없이 정답의 목록을 암기하는 교육의 굴레를 쓰고 살아온 불운한 자

들이다. 그 지루한 삶도 지루하다 말하지 못하였고 ‘정답’ 너머의 어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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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려본 바도 없다. 하늘 높이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개를 달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일방 하달’의 교육을 순순히 받아들이도록 ‘강요-통제’하는 교육에

길들여져 날개는 퇴화하여 더 이상 나르지 못한다. 이 체제 밑에서 점수를 ‘잘’

받아 공부를 ‘잘’ 한다고 인정받는 이른바 ‘상등급’ 학생일수록 무거운 차단막

으로 막혀버린 답답한 삶의 공간 안에 감금되어 바깥 큰 세상을 그리지 못한다

(박 영신, 2002). 공부에 열중하여 잘할수록 점점 더 빠져드는 피폐한 삶의 늪

이다.9) 이는희극이자비극이다. 실제로이들은깊은 뜻에서 비판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멍한 체제 순응의 인간이 되어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협소한

이기주의자로세상을산다. 이들의민첩성은체제 순응의 마당에서만나타날뿐

체제 변혁의 마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체제의 하수자를양산

할 뿐 체제의 개혁자를 기르지 않는다.

비참한 삶이다. 이들은 자기다운 생각을 해본 바도 없고 열린 마음으로 생

각을 서로 주고받은 바도 없다. 위에서 내리는 지시와 명령과 통보에 익숙하기

만 하다. 이른바 ‘조폭의 논리’가 편하고 자연스럽다. <삼국지>를 읽고 배운 것

이란 잔꾀이고 간교함이다. 작당을 즐기고 모략을 꾸밀 뿐 소통을 통한 협력의

가능 세계에 대해서는 알 턱이 없다. 소통의 즐거움을 알기는커녕 소통의 관계

를 중히 여기지도 않는다. 신뢰에 바탕을 둔 소통에 마음 문을 열어둘 조그마한

여유로움도 없다. 그러므로 등 뒤에서 끼리끼리 작당하여 일을 꾸미는 데 온힘

9) 1987년 한국사회이론학회 학회 때 발표한 글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적은

바 있다. “많은 생각과 깊은 반성을 요구하는 논쟁적인 행동 내용조차도 규격화된 획일

적 정단(正答)으로 처리하여, 이러한 정답을 사회 구성원들이 의심하지 않고 복종적으

로 수용하기를 강요”한다. 이 상황은 오늘에 와서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렇지 않은

가? “학교 교육이란 모두 정답으로 짜여 있고, 시험의 정수라 할 대학 입학 학력고사도

모두 정답을 갖고 있어 그것을 누가 제일 많이 알아맞히었는가 하는 기계적 과정이 10

대 말의 젊은이들을 획일적으로 서열화하는 평가의 내용이 된다. 누구 하나 그 성적 순

위에 따른 획일적 서열의 타당성을 깊이 질문하지 않는다. 당연스럽게 받아들일 뿐이다.

시험을 치는 학생, 부모, 교사, 아니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그

서열을 믿고 있는 것이다. [...] 바로 이 ‘정답 사회’가 복잡한 삶을 단순화시켜 왜곡하고

드디어 삶에 대한 반성적 자유와 논쟁적 탐구를 앗아가, 성찰 부재의 도덕적 황폐화를

가속화한다”(박 영신, 1987: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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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쏟는다. 뜻하는 바도 뜻을 이루는 방식도 천하고 치사하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정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질과 능력과 품격

을 지니고 있지 않다. 오로지 꽉 막힌 자기의 틀 속에 갇혀 참된 뜻에서 ‘배우

지 못한’ 몸집 큰 소소리패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산다.

대학은 이들의 시중을 들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과 맞서기 위하여

현실 한가운데 들어서 있다.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무작정 받아들이기만 하는

공부 관행을 새기도록 대학은 이들에게 혼란을 던져준다. 베버가 ‘당장의 행동’

을 요구했던 당대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말했듯이, 수많은 ‘신’들이 각축을 벌이

는 마당에 오늘날의 대학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교중에게, 정당의 우두머리가당

원에게 행사하는 지도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Weber, 1958). 하지만 오래 전 비

텐베르크대학의 학문 정신에서 도전을 받고 판단의 동요를 체험했던 젊은이들

처럼 대학에 들어오는 오늘날의 젊은이들도 습득한 확실성을 질문하고 회의하

는 깊은 혼돈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의심’의 값을 높이보고 ‘물음’을 던지

는 일은 성마른 아집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 행위이다.

여기에이른바 ‘세속 인문주의’가도움을줄 수있다. 그것이스스로 확실성

의 독선을 부리지 않는다면 현존하는 확실성의 아성을 허물어뜨리는 데 유용한

도전의 수단이 될 수 있다(Kronman, 2007: 255-259). 특히 ‘연구 중심’ 대학

이 되면서 전문 연구 세력이 유난스레 기승을 부리며 내놓는 획일화된 확실성

과, 살아야 할 삶을 직업 전선에서 성공을향해걷는일로격하시키고 출세주의

와 결부시키는 견고한 믿음의 확실성을 깨기 위해서는, 삶의 본질과 조건을 여

러 관점에서 풀이한 오래된 인문주의의 전통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와는다른

전통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역사학자 박 정신은 짧은 글에서 예수를 기득

권 체제의 도시 예루살렘의 교만한 확실성에 물음을 던지고 이 도성을 송두리

째 흔들어놓은 ‘소동’의 본보기로 삼아, 확실성을 내세우는 현실 권력과 짝하기

를 거부하는 “‘소동’의 예수 모습”을 그려준 적이 있다(박 정신, 2008:

110-112). 소동은 자유의 첫걸음이고 해방의 시작이다. ‘확실한’ 직장의 목표와

‘확실한’ 출세의 목표를 가지고 대학에 들어서는 이들에게, 대학은 이 모두를

뒤흔들어놓는 통쾌한 자유의 공간이고 오랫동안 씌워온 굴레를 벗겨주는 상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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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방의 공간이다. 이점에서대학은탈입시교육과 탈출세주의의처음이자마

지막이 연출되는 삶의 무대이다.

이 일은 대학 이외에 다른 데서 할 수 없다. 오늘이라는 짧은 문명의 시간

대에서 벗어나 앞서 이 지구 위에 살았던 윗대의 조상들은 삶을 어떻게 이해하

고 삶의 뜻을 무엇이라고 풀이코자 했는지 속속들이 견주어보는 비교 문명사를

공부하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곳은 이에 대한 연구 업적을 일구어온 대학이

유일하다. 문명의 길걸음을 면밀히 살펴 거기에서 놓친 것은 없는지 살피고둘

러볼 수 있는 곳이 대학이고, 이러한공부를 뜻있게 여기고 이를 누리도록 마음

문을 두드려 부추길수 있는 곳이 대학이다. 이러한 뜻에서 대학은 세대와 세대

를 이어주는 ‘만남의 다리’이다.

이 대학에서 학생들은 문명에 드리워진 삶의 문제에 대한 논의의 전통을

함께 캐보며 놀라움에 눈을 뜨고 깨달음에 귀를 열고, 자기를 향해 물음을 던

지며 삶의 깊은 변화를 체험한다. 직장과 출세 준비가 급선무라는 경직된 확실

성을 품고 대학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체제에 부드럽게 진입하기 위

한 관심 말고는 다른 어떤 생각을 품지 않겠다고 굳게 다진 자기 결의에도 불

구하고, 대학의 뜰에 들어서서는 자기 열망의 타당성이 여지없이 흔들리고 자

기 존재 자체가 깊은 회의의 회오리바람에 비틀거리고 허둥거리고, 자신의 세

계가 파열하고 확장하는 자기 변화를 겪는다. 이 ‘변화 체험’의 과제는 오늘날

의 대학이 짊어져야 할 일이고 짊어질 수 있는 일이다. 산학협동을 외치고 산

학 일체화를 부르짖더라도 이 일을 저버리거나 게을리 한다면 대학의 존재 이

유는 시들어질 것이고, 대학 바깥의 산업 경제 세력에 의하여 삼켜버림을 당하

고 말 것이다.10)

그러므로 대학 뜰에는 여러 생각 거리를 담은 향연의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

10)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 주도 산업화 과정이 일러주는 바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

는 “모든 가치”는 명목상으로만 인정될 뿐 무시되었다(김 철, 2000: 특히 34 아래). 경

제주의 논리와 경제 세력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경제 이익의 테두리

를 벗어나는 삶의 의미 문제는 관심거리로 삼지 않고 이를 ‘경제 예속’의 부차 문제로

여겼다(박 영신, 199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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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결의에 찬 야심을 가슴에 안고 대학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마주할 수 없던 생각 거리를 만나 이에 이끌리다 못해 마음의 동요를 체험하고

정신의 충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완고한 ‘자기’의 의식 세계에 갇히기를 거

부하고 떨쳐 밖으로 나오라고 도전하는 소리를 듣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대화

하는 별난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뜻에서, 대학은 생각과 생각이 만

나는 뜰이다. 위에 적었듯이 획일화된 정답 사회에서 토론해본 적도 없고, 따라

서 토론의 의미와 가치를 알 까닭도 없기에 젊은이들은 상대의 생각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자기가 굳혀온 입장만을 일방으로 주장하는데 익숙하다. 토론마저

도 정형화되어 ‘정답’에 이르는 짜인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일에 모범 정

답이 있다고 믿는 터라 그 너머 더욱 넓은 생각의 터전으로 옮아가 도덕 이상

을 함께 그려보자는소통의 요구는 전혀 이해받지 못한다. 바로 이 때문에 대학

은 굳게 닫힌 이들의 마음 문을 열어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뜰이 되어야

한다. 도덕 이상을 둘러싼엇갈리는 생각과 다투어온 역사의길 걸음에대한연

구 자료들을 내놓고 이를 두고 따져 가늠하는 대화 가능한 뜰 또한 대학 바깥

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긴요하고 중대한 토론의 주제는 한두 가지로 줄일 수 없다. 이 문제는 저

문제와 동떨어지지 않고 저 문제는 이 문제와 갈라지지 않는다. 서로 잇대어있

고 함께 어울려 있다. 그러므로 대화의 뜰은 언제나 넓게 열려 있어야 한다. 이

러한 전제에서 대학은 오늘의 문명이 처한 위기를 마주한다. 전공의 벽을 허물

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토론한다. ‘기후 변화’가 던지는 ‘생존의 위험’(Spratt,

David/Ian Dunlop, 2019)과11) 같은 절박한 문제를 적절히 다룰 능력과 자격을

갖춘 곳 또한 대학의 뜰이다. 대학은오랫동안 이 문제를 연구해온 이력을 가지

고 있고 풍부한 지식도 쌓아왔기 때문이다. 광장에서 기후 위기를 외치는 시위

11) 나는 조 인원 박사의 도움으로 이 문헌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말로 옮겨졌기에 널리 읽

혀야 할 자료이다. 기후 변화에 의한 지구의 ‘생존 위기’ 문제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서도 중히 다루어졌으며, 앞

으로 시민의 대화 속으로 파고 들어가 생태 의식을 더 높이게 될 것이다(Reuters/The

Guardian, 2021년 10월 29일; UN News, Special Coverage of COP26, 2021년 10월

31-11월 12일, Glasgow,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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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의 목소리가 커지는 현실은 전문 지식을 가진 대학이 그만큼 ‘공공의 책임’

을 소홀히 해왔음을 일러줄 따름이다.

‘기후 변화’는 ‘과학의 문제’이다. 기온이 상승하고 기후가 돌변하고 바닷

물이 높아지는가 하면, 극심한 가뭄에 강포한 홍수로 피해를 당하고 격심한 더

위에 빈번한 산불로 참화를 입는 지구의 위기는 분명 자연 생태계의 문제이다.

하지만 이는 ‘도덕의 문제’이다. 부자 몇 나라 때문에 다수의 나라가 고통을 겪

고 있다는 불공평과 불평등의 문제를 과학의 문제로 줄여 과학자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 이는 지구 위에 사는 인류 공동체가 함께 풀지 않으면 안 될 도덕

실천의 문제이다. 베버가 밝힌 대로(Weber, 1966: 143-144), 과학은 삶의 의

미 문제를 풀어주지 못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

아야 하는지 이에 대한 물음을 던지지 않고 이러한 물음에 답해주지 않는다.

의학이 ‘삶의 가치’ 물음에 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과학은 가치의 문

제를 논하지 않고 수단의 문제에 집중한다.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도덕 관

심에서 우러나오고 도덕 영역에서 답해야 할 궁극의 의미 문제에 속한다. 과학

-기술이 득세하여 삶의 의미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도덕 관심을 억누른다고 하

더라도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한 이 삶의 의미와 도덕 관심을 저버릴 수는 없

다.

대학은 과학 연구의 중심부로 소임을 다함과 동시에 지구 공동체가결코 포

기해서는 안 될 도덕 이상의 문제를 두고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배움터이

다. 학문이 분화 과정을 밟아 파편화될수록 이러한 도덕 관심에 잇대어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커진다. 하지만 생각의 ‘나눔’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위에

적었듯이, 모두가 획일화로 치닫는 문화 습속에서 승승장구한 자들이라 대화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대화를 통한 소통 능력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은 일방의 전달에 일방의 수용이 가장 효과 있는 소통(?) 방식이라고 믿는다.

그러기에/그럼에도 이 습속에 물음을 던지고 이를 뒤엎어버릴 수 있는 곳이 대

학이다. 이제껏 자기를 사로잡아왔던 통념의 뭉치를 깨고 다른 생각과 주장을

만나 자기를 점검하고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좁은 자기 걱정거리에서 벗어나

넓은 모두의 걱정거리로 함께 생각을 나누며 해결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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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 대학의 뜰이다. 이러한 소통의 체험을 통하여 절박한 지구의 생존 위기는

과학 지식의 영역에 매여 있지 않고 도덕의 위기로 변환되어 극복의 과제로 공

유된다.

지성의 삶은 검토됨이 없는 인습을 수용하지 않으며 논의됨이 없는 관행을

추종하지않는다. 개인이든집단이든시장이든국가든고작자기 울안에서통용

되는 주장을 망설임 없이 막 쏟아내는 무절제한 행동을 허용치 않는다. 대학이

지성 공동체라면 이러한 반지성 행태와 대결할 수밖에 없다. 대학은 마땅히 ‘생

각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야 한다는 말은 이러한 지성의 삶을 맛보고 이를 자

기 품성의 일부로 내재화할 수 있는 배움의 뜰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6. 끝에:

대학이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졌다고 느끼거나 당장 현실 속에 뛰어 들고픈

열정에 대학을 박차고 나가는 자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낮춰볼 필요는 없다. 그

들의 길 또한 귀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울타리 안에 오래 동안 머물러 있는 것

이 진저리나고 시간낭비라면서 대학 저 바깥 실리콘밸리로 들어가 기업체를 꾸

리고는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만들어내는 기업가로 우뚝 서겠다는 꿈을 누구도

값없다 말할 수 없다. 차라리 존중 받아야 할 길이다. 여기까지는 온당하고 이

치에 맞다. 하지만 문제는 대학의 ‘실리콘밸리화’이다. 바야흐로 모든 대학이

실리콘밸리의 하수인 되기를 자청하여 대학의 자기 참모습을 실리콘밸리의 제

단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는 기세다. 굽실거리며 실리콘밸리의 ‘하청 대학’이 되

겠다고 한다. 온 강토가 법석을 떨며 ‘실리콘밸리가 되자’는 깃발을 달고 한 줄

로 행진한다. 이 광풍은 누그러들지 않고 더 억세고 사납게 휘몰아친다.

이 요란한 소리의 진동 때문에 다른 소리는 들을 수조차 없다. 하지만 첨단

기술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훈련장이나 그들이 잠시 멈추는 정거장이 아니다.

창업하려는 자들이나 하루 속히 직장을 찾아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대학 자

체가 생기라고는 찾아 볼 수 없이 괴죄죄하고 한없이 허름하게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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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학은 몇몇 빼어난 세기의 기업가/창업자들이 만들어내는 부와 견줄

수 없는 ‘다른’ 가치를 지켜왔고, 그들이 인류에게 주는 삶의 편리함이나 이로

움과는 ‘다른’ 삶의 가치를 두고 끈지게 생각하며 연구해왔다. 화려한 기술의

곡예에 홀려 대학이 초라하게 보일 수 있으나 역사의 길 걸음 속에는 멈춤 없

이 숨 쉬어온 기나긴 대학의 정신이 있고 엄연한 대학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

대학은 삶의 뜻을 새기려는 인간의 근본 욕구에 답하기 위하여, 그리고삶의뜻

을 높이려는 도덕 이상을 지키기 위하여 현실과 부단히 맞서왔으며 이를 포기

할 수 없는 소명으로 여겨왔다. 그렇다. 대학은 대학으로서 걸어 가야할 길이

따로 있다. 그러므로 대학의 뜰에 들어선 사람은 대학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며

대학의 영혼과 대화한다. 이는 쉽게 값 매길 수 없는 대학의 가치 전통이고 그

실행이다.

오늘날 대학은 점차 복잡해지는 사무행정으로 분주하다. 벌써부터 안팎의

관료제화에들볶이는데, 시도때도없이 이곳저곳에서대학의순위를매겨서열

화하는 평가가 시중의 얘깃거리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논문의 개

수나 SSCI급 학술지 게재”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대상”으로 삼아 ‘경쟁’

을 부추긴다(이 승훈, 2018). 우리나라 대학들 사이의 순위는 어떻게 나왔고,

우리 대학은 아시아 지역 대학과 세계 대학의 순위 몇에 들고 또 몇 단계 올라

가고 내려갔는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내가 가르치던 대학의 총장이 들려준 대

로, 이 평가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나 근본의 것이 아님에도 대학으로서

는 무시할 수도 없는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 평가 기관마다 점수 배정의 항목과

기준 그리고 비율을 달리 매기기는 한다. 하지만 대동소이하다. 어느 평가 기관

도 위에서 말한 형제애나이웃됨과 같은 ‘현실 거부’의 도덕 지향성을 헤아리지

않고 ‘도덕 이상’을 말하지 않는다. ‘삶의 교육’은 제쳐둔다(박 정신, 2013; 박

영신, 2016). 점수화하기도 난감하겠지만 애당초 평가의 관심 밖이다. 이와 같

은 비속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결연히 진실한 대학다움을 추구가기 위해서는 멈

춤 없이 마음속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학문 양심에 호수할 수밖에 없다.

“목적과 수단 모두가 다 선한 실천 행위”를 귀히 여기는 “도덕 이상의 구현체”

로서 현실과 끈질기게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작은대학,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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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역사는 자기 소명을 되새기며 자기 품위를 되찾으려는 결단의 실행

이자 그 연속이다. 공공의 선도 생각하고 선한 사회도 그리고, 차별과 차이를

넘어서는 이웃됨의 삶도 살피고 지역과 국가 모두와 연결된 지구의 아픔도 헤

아린다. 그러므로 대학은 ‘이제’의 지평에 멈춰 있기를 거부한다. ‘올제’의 지평

으로 나아간다. 그러기 위하여 언제나 현실과 불화한다. 대학이 져야 할 운명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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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lling of the University

: Toward A Great Learning Place for ‘Self-Questioning'

Yong-Shin� Park

Kohwang Fellow Emeritus, Kyung Hee University System

The problem of 'university' does not leave the knowledge society. The

history of Hyonsang-gwa Insik (The Korean Journal of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continues to testify it. However, unlike those who

clamored for the problem of the superficial, it tried to wrestle with

deep-seated issues. Following this tradition, I intend to construe and reflect

on the spirit of the university that, though residing within the world, does

not belong it. To show this, I introduce the story of Wittenberg University

that tried to break through the existing order while remaining in it, and

consider the theoretical heritage of Durkheim and Weber, who laid the

foundation for sociological endeavors, that pursued higher moral ideals

beyond reality and the ethical orientation of the ‘world-denying’, to 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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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on the calling of the university. Today's universities have become

more specialized than ever before. It is an achievement gained by the

university, and it is also a problem of its own making. Universities must

serve the younger generation that comes in to keep up with the times.

However, the reason why universities exist is not to keep pace with trends.

Even if the university's ‘Silicon Valleyization' is rampant, they have a

mission to ask a higher and deeper question than that. The university must

be a place to think together about neighbors across the globe, examine the

existential crisis of the planet, a place for those who used to live as big

fish in a little pond to be shaken-up with the urgent needs and crises of

life itself. If it is a ‘place of great learning’, it is a place that opens up

new horizons to enable them to meet a higher purpose in life, open their

eyes to a wider world of life, and reflect on it’s meaning.

Keywords�� �The� Ideal� of� the�University,� Calling,�Moral� Ideal,� ‘World-denying’,�

Specialization,�Neighbors,� the�Crisis�of� the� Planet,�Communication




